Non-ActiveX 원격지원 솔루션 RemoteCall
1. 제품 소개: RemoteCall 이란?
RemoteCall 은 원격지원 표준 소프트웨어로서, 온라인으로 고객 컴퓨터 또는 모바일 화면을 공유하고
제어하여 고객의 문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. 원거리의 고객은 원격지원을
받기 위해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,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웹 브라우저에서 접속코드를 입력
하거나 아이콘만 클릭하면 온라인 원격상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

2. 제안 배경: 이제 KISA 인증 Non-ActiveX 표준 솔루션 도입이 필수
ActiveX 란?
액티브 X 는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웹브라우저 '인터넷 익스플로어'(IE)에 특화된 비표준 플러그인(PlugIn)으로 웹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필요한 응용프로그램을 PC 에 자동으로 설치해주는 기술입니다. 초기에
는 개발과 서비스 적용이 쉬워 많은 웹 서비스가 이를 도입했지만, 윈도우-IE 에서만 쓸 수 있는 폐쇄성
과 보안에 취약한 점이 알려지며 이제는 웹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전락하여,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
조차도 2015 년에 웹브라우저 ‘엣지’를 내놓으며 액티브 X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

정부의 대응 현황
2017 년 7 월,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“2020 년까지 공공분야 웹사이트에서 액티브 X 를 모두 제거하겠
다”고 밝혔습니다. KISA 에서도 2014 년부터 웹표준 및 호환성에 대해 ActiveX 와 NPAPI 에 대해 기준
을 정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KISA 는 20 개 IT 제품군의 카테고리를 선정하여 ActiveX 와
NPAPI 에 대한 대체 제품들을 검증한 후 https://www.koreahtml5.kr/ 에 표준으로 등재하고 있습니
다.

3. 제품의 차별점: 공공기관이 RemoteCall 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
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편리함과 안정성 (해외/국내 마켓쉐어 1 위)
- 특히 국내 공공분야 마켓쉐어 79% (주요 부처에서 사용 중)
최고의 기술력 (전체 인원 230 명 중 연구개발인력이 120 명 이상)
GS 인증 1 등급 획득
한국인터넷진흥원(KISA)에서 지정/권장하는 원격지원 분야 솔루션
알서포트의 RemoteCall 은 원격제어 분야 솔루션 중 유일하게 ActiveX/NPAPI 대체기술로 선정되어

https://www.koreahtml5.kr/ 에 등재되어 있습니다.
[등재 위치: 홈> 현황/통계 > ActiveX 이용현황 > ActiveX 대체 기술]

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관련 법령을 정하여 공표하였고 이에 의해 정의된 가이드 및 지침이 공
공기관 전체에 안내된 상태입니다. [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] - 시행 2017. 12. 29 : 제 5 조
(웹표준 준수) / 제 6 조(비표준 기술 제거) / [별표 1] 의 3.비표준 기술 제거 (링크)

4. 도입 효과: 공공기관의 필수 선택 솔루션, RemoteCall
원격 솔루션 중 유일하게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지침을 준수하는 RemoteCall 을 도입함으로써, 정
부 지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습니다.
정부에서 시행하는 비표준기술 제거 추진 현황 및 실적 점검 등에 미리 대비할 수 있어, 시스템 운
영에 대한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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